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4B 7/212

(45) 공고일자   2000년07월01일

(11) 등록번호   10-0260469

(24) 등록일자   2000년04월07일
(21) 출원번호 10-1997-0704438 (65) 공개번호 특1998-0701166
(22) 출원일자 1997년06월27일 (43) 공개일자 1998년04월30일

       번역문제출일자 1997년06월27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 95/16437 (87) 국제공개번호 WO 96/21289
(86) 국제출원일자 1995년12월15일 (87) 국제공개일자 1996년07월11일

(81) 지정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국내특허 : 아일랜드  캐나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30) 우선권주장 8/366944  1994년12월29일  미국(US)  

(73) 특허권자 벨 컴뮤니케이션즈 리서치, 인코포레이티드    조셉 지오다노

미국 07960-6438 뉴저지 모리스타운 사우쓰 스트리트 445
(72) 발명자 아놀드, 하밀톤, 웹스터

미국 07753 뉴저지 넵튠 힐사이드 로드 3

챵, 리, 풍

미국 07733 뉴저지 호오움델 버군디 드라이브 11

노에르펠, 안토니, 로버트

미국 07740 뉴저지 롱 브랜치 몬마우쓰 플레이스 450

솔렌버거, 넬손, 레이

미국 07724 뉴저지 틴톤 폴스 그린 미도우 드라이브 22

지에글러, 로버트, 안토니

미국 07701 뉴저지 레드 뱅크 그렌마리 애브뉴 25
(74) 대리인 남상선

심사관 :    박종한

(54) TDD/FDD 무선 통신용 포터블 핸드세트

요약

TDM/TDMA 포터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포터블 핸드세트는 에머징 테크놀로지 주파수 대역의 인가 부분
에서의 주파수 분할 이중방식(FDD) 모드와 에머징 테크놀로지 주파수 대역의 인가 부분에서의 시분할 이
중방식(TDD) 모드 둘다의 동작에 대해 호환 가능하다.  FDD 모드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는 포트로부터 포
터블로의 업링크 송신으로부터 포터블로부터 포트로의 다운링크 송신을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TDD 모드
에서, 업링크와 다운링크 송신은 서로 다른 시간대이지만 동일한 주파수로 분리된다.  핸드세트는 대응하
는 업링크와 다운링크 신호 사이의 고정된 FDD 주파수 차이에 의한 주파수로 분리되는 고정된 IF 주파수
에서 동작하는 공통 송신 및 수신 회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FDD 모드에서 서로 다른 포트로부터 서로 
다른 주파수로 송신하고 수신하도록 튜닝하는데 사용되는 주파수 합성기(301)는 단일 포트까지와 단일 포
트로부터 버스트의 송신과 수신사이의 주파수를 스위칭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TDD 모드에서 업링크
와 다운링크 신호가 동일한 주파수라 할지라도 합성기는 송신 업링크와 수신 다운링크 사이의 주파수로 
스위칭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개인 포터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들의 특성에 의해 동작의 분리 모드를 
요구하는  2개  서로  다른  주파수에  대해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포터블 핸드세트
(handset) 유니트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뉴욕 타임즈(1994. 12. 5. 월요일), 비즈니스 데이 섹션의 1 페이지에는 ''개인 통신 서비스'용 라디오 
스펙트럼을 사용할 99 인가(licenses).....무선 전화와 데이터 서비스의 새로운 가족'을 위한 입찰이 그
날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상기 기사는 '이런 입찰은 미국의 평시 역사중 개시 산업의 가장 큰 한
번만의 진수를 나타낸다.'고 말하는 연방 통신 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장 
Reed E. Hundt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각각의 지리학적 영역에 대해, 상기 인가는 1850-1910㎒와 1930-
1990㎒의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개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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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인가는 한쌍의 15㎒ 또는 5㎒ 광역 부 대역(subband)의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각
각 한쌍의 제 1 부 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에 있고 한쌍의 제 2 부 대역은 제 1로부터 80㎒만큼 분리되는 
고주파수 대역에 있다.  

FCC는 FCC 제 2 보고 및 양식, 'New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es를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규칙 보
정', 1993년 10월 22일, GEN 문서 번호 제 90-314호 및 FCC 메모 옵션과 양식, 'New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es를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규칙 보정', 1994년 6월 13일, GEN 문서 번호 제 90-
314호에서 이런 주파수를 에머징 테크놀로지(ET : emerging technology) 대역으로서 공지된 것에 할당했
다.  제 2 보고와 양식 및 1994 6월 평가와 양식은 전술된 인가 대역이 동기 동작에 대해 제외되고, 음성 
및 데이터 응용에 주로 적용시켜진 회로에 지정된다고 규정지었다.  또한 이들은 1910 내지 1930㎒의 비
인가 스펙트럼이 비동기 동작에 대해 제외되고, 주로 팩킷 데이터를 위해 지정되며, 1920 내지 1930㎒의 
대역은 동기 동작을 위한 것이고, 다시 회로에 지정된다고 규정지었다.  

비인가 대역내에서, 각각의 인가 서비스 공급자는 음성과 데이터와 같은 무선 개인 통신 서비스의 일부에
서 수개의 지원자 기술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폭넓은 기술적 규칙의 요구에만 따른다.  이런 개인 통
신 서비스는 824-889㎒의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아날로그 음성 송신을 위해 일반적으로 디자인되는 커런트 
셀 방식의 이동 무선 시스템의 교체가 아니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 계획된다.  개인 접근 통신 시스템
(PACS : personal access communication system)은 ANSIT1과 T1A의 조인트 테크니컬 위원회(JTC : Joint 
Technical Committee)에서 저층시스템 계획 사이의 선두 지원자로서 나타났다.  고전력(> 1 와트). 큰 셀 
크기(반경 'H 2 마일) 및 고이동성(100 mph까지)의 특징을 포함하는 커런트 고층 셀 방식의 시스템과 달
리, PACS의 특성은 저전력(< 1와트), 작은 셀 크기(반경 'H 200미터) 및 낮은 이동성(<40 mph)을 포함한
다.  유리하게, 비인가 스펙트럼에서 PACS는 주로 실외와 쇼핑 몰과 공항과 같은 어떤 실내 장소에서의 
보행 퍼브릭 접근을 위해 전달 셀 방식 시스템보다 더높은 통화질과 더 낮은 신호 지연을 제공한다.  이
런 보행 사용을 위해, 각각의 가입자에 의해 사용된 포터블 트랜스시버는 작고, 경량이며, 상당히 저가이
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전력 소모는 재충전 사이의 긴 수명을 제공하도록 낮아야 한다.  

인가 스펙트럼에서의 인가 부 대역의 스플릿(split) 구성의 관점에서, PACS 계획은 다운링크 송신(고정된 
포트로부터 포터블 핸드세트로)로부터 업링크 송신(포터블 핸드세트로부터 고정된 포트)을 분리하기 위해 
가장 알맞은 주파수 분할 2중화(FDD : frequency-division duplexing) 기술을 사용한다.  시분할 멀티플
렉싱된/시분할 다중 액세스(TDM/TDMA : time-division multiplexed/time-division multiple access) 원리
상에서 멀티플렉싱된 무선 링크를 동작시킴으로써, 다수의 개별 완전 2중화 요구-할당된 디지털 채널은 
다수의 포터블이 멀티플렉싱된 원리로 단일 포트에 동시 액세싱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특히, PACS 제시
된 배열에서 각각의 포트는 소정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상의 시분할 멀티프렉스(TDM  :  time-division 
multiplexed) 비트 스트림을 송신하고, 차례로 각각의 포터블은 대응하는 업링크 캐리어 주파수(업링크와 
다운링크 부 대역상의 80㎒ 미만의 업링크 주파수와 같은)상에 TDMA 버스트를 송신함으로써 반응하는 포
트에 액세스한다.  

PACS는  계획은  192  킬로바우드(384  킬로비트/초)로  스펙트럼  형태의  직교  위상  시프트  키(QPSK  :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를 사용한다.  각각의 디지털무선 프레임은 2.5 ㎳ 길이이고, 0 내지 7로 
번호가 매겨진 프레임당 8-312.5 ㎲ 버스트를 포함한다.  이런 짧은 프레임 길이는 선택된다.  그것의 작
은 라운드-트립(round-trip) 지연을 위해 선택되고, 통화에 대해 반향 제어를 위한 필요를 제거하고, 데
이터에 대해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위한 데이터 팩킷 수신의 빠른 승인을 허용한다.  

120 비트의 버스트 윈도우에서, 80 비트(10 8비트바이트)는 빠른 채널(FC : fast channel)에 할당된다.  
FC는 적당한 품질 통화 코더에 알맞은 32 kbps의 생 데이터를 제공한다.  300㎑의 상호 캐리어 간격은 업
링크와 다운링크 채널 둘다를 위해 사용된다.  포터블내의 송신기에 의해 사용되는 전력은 평균 1-50 밀
리와트 또는 미만의 범위일 것이고, 수백 내지 수천 피트의 범위를 제공한다.  이와같이, 얻어지는 낮은 
방출 전력 포즈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용자에 대한 생물학적 방출 위험이 없다.  부가적으로, 포트 안테나
는 상당히 작고 유틸리티 또는 광 전극상의 마운팅에 적당하다.  이런 송신 범위를 사용하여, 포트는 전
형적으로 20-30 개별 국부 배치된 포터블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동일 TDM 다운링크 채널은 만족스럽
게 낮은 레벨까지 상호 채널 간섭을 감소시키도록 충분히 멀리 배치되는 포트에서 재생되지만 여전히 유
용한 스펙트럼을 유지한다.  무선 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의 포트는 지역 
중앙국의 스위칭 장치에 대한 구리 또는 섬유 접속상에서 전형적으로 일반적 고정된 분포 설비를 통해 인
터페이싱된다.  

고성능을 위해, PACS의 포터블은 수신 및 송신 동작에서 극히 작은 변화를 수행하고, 다중 송신 경로가 
양호한 신호 수행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호 대 잡음비의 10 ㏈ 성능 개선은  변화 기술을 사용함으
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포터블 유니트는 다중 안테나를 포함한다.  
신호 페이딩(fading)의 효과와 싸우기 위해 이런 안테나로부터 신호를 지능적으로 선택하는 포터블의 전
자 장치를 가진 다중 안테나를 포함한다.  FDD 모드에서, 선택 절차는 바람직한 안테나의 결정이 안테나
에 걸쳐 수신되는 '양호한' 품질 신호를 결정하기 위하여 포터블에서만 소용되는 다운링크 주파수의 측정
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트에서 보다 포터블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다운
링크 프레임의 주기 동안 포트로부터 포터블의 버스트 사이의 시간은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의 측정을 형
성하도록 포터블을 위해 할당되어야 할 것이고, 수신기는 포트로부터 그것의 지정된 버스트를 수신하기 
위해 '양호한' 입력으로 스위칭된다.  이것은 사전 선택 변화라고 칭해진다.  

PACS에서의 고성능을 위한 요구에 내재한 것은 다른 포트에 대한 이동 제어된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내의 다른 무선 포트의 연속적 신호 측정을 형성하는 활성 호출 동안의 포터블 능력이다.  그러므
로, 가입자가 하나의 포트에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부터 하나의 포트로 다른 가까운 포트로 포터블을 이동
시킬 때, 또는 변화 조건이 오리지널포트와 유용한 채널을 가지는 양호한 신호 품질을 가진 포트로 악화
된 신호 품질을 초래할 때, 스위칭 장치는 포터블의 방향과 요구에 대해 오리지널 포트로부터 더가깝거나 
'양호한' 포트까지의 호출을 제어가능하고 자동적으로 핸드오프하도록 적절히 프로그래밍될 것이다.  따
라서, 각각의 다운링크 프레임동안 포트로부터 포터블 버스트 사이의 시간은 다른 포트의 다운링크 주파
수로 둘다의 안테나와 통신하고 둘다의 안테나상의 측정을 형성하기보다는 포트의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

16-2

1019970704438



수에 대해 튜닝하도록 포터블내의 주파수 합성기에 할당될 것이다.  이런 측정후, 수신기는 통신하고 있
는 오리지널 포트로부터 다음 버스트까지의 오리지널 다운링크 주파수로 반환되어야 한다.  

PACS를 위한 TDMA의 여러 가지 특징은 종래기술 특허, 이를테면, '시분할 다중 접근 무선 시스템용 결정 
심볼 타이밍을 위한 방법 및 회로'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4,849,991호; '시분할 다중 접근 무선 시스템용 
캐리어 복구을 위한 방법 및 회로'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4,937,841호; '시분할 다중 접근 무선 시스템내
의  심볼  타이밍과  주파수  오프셋  평가를위한  방법  및  회로'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4,941,155호; 
'TDM/TDMA  시스템의 비트 합성을 결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5,084,891호; 
'TDMA 포터블 무선 시스템을 위한 시간 반전 구조를 가진 시간 분산 등화기 수신기'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5,155,742호; '선형 TDMA 시스템용 신호 시퀀스를 발생하기 위한 디지털회로'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
5,177,769호; 'TDMA 포터블 무선 시스템의 자발적 적응 주파수 할당을 위한 방법 및 장치'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5,212,831호;  'TDMA  포터블  무선  시스템용  위상  등화기'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5,222,101호; 
'TDMA 포터블 무선 시스템의 무선 접근 동안 자발적 선택 전달을 위한 방법 및 장치'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5,226,045호; 'TDMA 포터블 무선 시스템의 다이내믹 전력 제어를 위한 방법 및 장치'로 명명된 미국 특
허 제5,333,175호;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무선 포트 사이의 시간을 동조화하기 위
한 방법 및 장치'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5,363,375호; '무선 통신 시스템의 무선 포트 사이의 시간을 동
조화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로 명명된 미국 특허 제5,363,376호에 개시되어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FCC 1993년 10월의 제 2 보고 및 양식과 1994년 6월의 메모 호평 양식은 동기 또는 회
로  기초된  비인가  무선  접근을  위해  1920내지  1930  ㎒의  10㎒  광대역을  안출했다.   비인가  대역의 
PACS(PACS-UB : PACS in the unlicensed band)는 무선 센트렉스, 또는 PBX 응용 뿐만아니라 개인 주택 응
용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이런 주택 응용을 위해, PAC-UB는 현재 이용가능 무선 유니트의 주파
수 대역에 제공된 것보다 양호한 범위와 음성 품질을 가진 무선 전화 세트로 현재 무선 전화 세트를 교체
할 수 있다.  PACS-UB 시스템을 위한 주요 요구는 스템이 할당된 스펙트럼의 공통 사용을 형성할 것 같지 
않은 '에티켓'을 한정하는 15장 D절의 새로운 FCC 규칙에 따른다.  상기 규칙은 2개 원리적 목표를 가진
다.  즉, 현재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현존 마이크로파 시스템과 대등하게 배치될 수 있는 에머징 기술을 
인에이블하고, 동일한 스펙트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과 달리 인에이블 하는 것이다.  규칙의 여
러 가지 속박과 요구 중에서는 PACS-UB를 주로 실내 사용에 제한하는 최대 송신 전력 레벨이다.   

상기 규칙은 업링크와 다운링크 송신을 위해 사용되는 동일 캐리어 주파수에서 시간대를 분리하기 위해 
시분할 2중화(TDD) 모드로 동작하는 구성 시스템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TDD 시스템만은 충분한 주
파수 2중화 분리가 각 방향의 송신을 분리하는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인가 대역에서 동작할 수 있다.  
포터블 핸드세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기 규칙이 인가 스펙트럼과 비인가 스펙트럼 둘다에서의 동작에 
대해 호환하더라도, 인가 및 비인가 대역 사이의 포터블 핸드세트의 정보 처리 상호 운용은 인가 대역의 
가입자가 비인가 대역의 지역 환경내에서 동일한 핸드세트를 사용하도록 조장한다.  인가 대역에서 그의 
대우를 위한 개시 시간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가입자는 이제 무선 전화 사용자가 아닐 
때 전화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비인가 대역의 접근과 관련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지역 통화를 하고 그런 통화 동안의 개시 시간에 대해 요금이 청구되는 셀 방식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커런트 셀 방식 전화 가입자와는 달리, PACS 가입자는 비인가 대역 터미널를 갖췄다면 인가 대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부과없이 가정에서 핸드세트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비인가 대역의 사용은 포터
블 핸드세트가 인가 대역에서 동작할 수 있다면 비용 기본으로부터 훨씬 더 매혹적이다.  2 밴드 사이의 
포터블 핸드세트의 정보처리 상호 운용은 제조업자가 비인가 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설비를 제조하도록 
조장할 것이고, 이런 정보처리 상호 운용이 없다면 이들은 그렇게 하도록 격려되지 않을 것이다.  

인가 및 비인가 대역의 호환을 위하여, 포터블 핸드세트는 FDD와 TDD 둘다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드 둘다에서의 동작의 전체 디자인 목표는 저가, 낮은 복잡성 및 고성능이다.  그러므로 둘다
의 모드를 위한 하드웨어의 주요 재이용을 통합하고 여전히 요구된 고성능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FDD 모드 또는 TDD 모드에서의 사용을 위한 포터블 핸드세트의 하드웨어 디자인내의 정밀 성분는 주파수 
합성기이다.  TDD 모드에서, 능동 통화 동안 동일한 주파수가 업링크와 다운링크 채널상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각각의 프레임 주기내에서 측정은 다른 포트에 대한 핸드세트가 형성되어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
할 목적을 위해 다른 채널상에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프레임내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채널에 대한 
합성기의 복귀를 요구한다.   능동 통화 동안의 FDD 모드에서와 각각의 프레임 주기내에서, 업링크 캐리
어와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 분리는 포터블이 통신하는 포트로의 포트로부터의 버스트를 송신하고 수신
하기 위해 발생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또한 각각의 프레임내에서 적어도 핸드오프 절차를 위한 부가
적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에 대한 복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중 캐리어 주파수는 상당한 복잡성과 
포터블에 대한 비용을 부가할 고속 스위칭 합성기 또는 다중 합성기를 요구하는 프레임의 짧은 시간 주기
내에 요구된다.  이런 해결책은 디자인 목적을 무효로 한다.  그러므로 저가의 느린 스위칭 합성기를 도
모할 수 있는 무선 디자인이 바람직하다.  

프레임 주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수행되어야 하는 합성기 튜닝에 부가적으로, 시간은 요구된 
고성능을 위해 전술된 변화 측정을 위한 각각의 프레임 주기에 할당되어야 한다.  더 긴 지속을 가지는 
프레임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요구된 튜닝 기능과 변화 특정은 쉽게 도모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프레
임 지속은 많은 장점을 가진다.  이것은 어떤 반향 재어 요구의 부재; 에러시 빠른 통화 회복; 동작 동안
의 높은 사용자 속도의 지원; 빠른 통화 셋업 및 핸드오프; 및 데이터 송신을 위한 낮은 지연 재송신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더 긴 프레임 지속과 수반되는 것은 빈약한 품질일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에머징 테크놀로지 주파수 대역의 인가 및 비인가 부분 둘다의 동작에 호환할 수 있는 
PACS를 위한 낮은 복잡성, 고성능 포터블 핸드세트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포터블 핸드세트는 FDD와 TDD 모드 둘다에서 동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FCC에 의해 할당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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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징 테크놀로지 대역의 인가 및 비인가 대역 둘다에서의 동작에 대해 호환가능하다.  유리하게, 핸드세
트의 수신 및 송신 부분내의 회로는 둘다의 모드 동작을 위해 분배되고, 고성능, 낮은 복잡성 및 저가이
다.  이것은 둘다의 모드에 대해 유사한 시간 멀티플렉싱된 주기 프레임 구조와 주파수 사이의 빠른 스위
칭을 가지지 않는 단일 주파수 합성기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된다.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는 FDD 모드에서의 대응하는 업링크와 다운링크 캐리어 사이의 캐리어 차이에 의해 
분리되는 고정된 중간 주파수(IF :intermediate frequencies)에서 동작하는 수신 및 송신 회로를 통합한
다.   FDD 모드에서, 단일 합성기 주파수는 송신 회로 IF 주파수와 믹싱될 때 업링크 주파수를 생성하는 
반면 동일한 합성기 주파수는 다운링크 주파수와 믹싱될 때 수신기 IF 주파수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합
성기 주파수의 스위칭은 버스트의 송신과 수신 사이의 각각의 프레임내에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
성기 스위칭은 핸드오프 측정을 위해서만 요구된다.  한편 TDD 모드에서, 버스트는 동일한 캐리어 주파수
상의 능동 통화동안 포트로 송신되고 포트로부터 수신된다.  수신 및 송신 회로가 서로 다른 IF에서 동작
하기 때문에 합성기는 사실상 TDD 모드 동작을 위해 무엇이 기대되는 가를 카운트하는 동일한 캐리어 주
파수에서의 버스트의 송신 및 수신 사이의 각 프레임내에서 주파수를 스위칭한다.  TDD 모드내의 각각의 
짧은 지속 프레임내의 이런 주파수 스위칭은 FDD 모드에서의 다중 스위칭을 가진 동일한 전술된 문제를 
형성하도록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송신 및 수신 캐리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TDD 변화는 포터블 보다는 
포트에서 수행될 수 있고, 그 결과 변화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FDD 모드내의 각각의 프레임에서의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  다음에 이런 시간은 송신 및 수신 시간대 사이의 합성기 주파수의 스위칭을 위해 TDD 모
드에서의 각각의 프레임에 소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가 스펙트럼과 비인가 스펙트럼 둘다에서 동작할 수  있는 포트를 가지는 포터블 무선 통신 
TDM/TDMA 디지털 전화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a와 도 2b는 각각 FDD와 TDD 모드에서 동작하는 포트와 포터블 핸드세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포터블 핸드세트의 전단부 회로의 블록도.  

도 4는 FDD 모드에서 서로 통신하는 포트와 포터블 핸드세트를 위한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TDD 모드에서 서로 통신하는 포트와 포터블 핸드세트를 위한 프레임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FDD와 TDD 모드 둘다의 동작에 대해 호환가능한 포터블 핸드세트의 블록도.  

실시예

저전력  인가/비인가  포터블  무선  통신  TDM/TDMA  디지털  전화  시스템(5)의  전체도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인가 및 비인가 모드 둘다에서, 저전력 디지털 전화는 포트로서 참조되는 고정된 베이스 유니트 
및 포터블로서 참조된 다수의 이동 트랜스시버 핸드세트를 사용한다.  인가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공급
자는 FCC에 의해 특정 주파수 대역 및 한정된 서비스 영역내에서 무선 원격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
가된다.  서비스 공급자의 가입자는 이들의 포터블을 통해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고, 무선 전화 네트워크
를 통해 전화 통화를 시작하고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전술된 PACS 기술은 포터블이 시분할 멀티플렉스된(TDM : time division multiplexed) 원
리상에서 2중화 통신을 수행하도록 개별 요구 할당된 TDMA 주파수 채널을 통한 시분할 다중 액세스(TDMA 
: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한다.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포트로부터 포터블까지의 다운
링크 송신은 1930 내지 1990㎒의 주파수에서 다운링크 대역의 인가 스펙트럼내서 포트의 할당된 다운링크 
주파수의 디지털 형식으로 된다.  상기 포터블은 디지털적으로 다운링크 주파수의 80㎒ 이하가 되는 주파
수로 1850 내지 1910㎒의 업링크 대역에 있는 동일 포트에 버스트로 송신한다.  TDM/TDMA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포트는 동시에 서로다른 시간대의 프레임으로 다수의 포터블과 통신할 수 있다.  

각각의 포터블의 송신기에 의해 사용된 전력은 평균 5-10 밀리와트 미만의 범위가 될 것이고 포트와 각각
의 포터블 사이의 수백 내지 수천 피트 범위를 제공한다.  상당히 큰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포트는 대응하는 호출자가 인접한 포트의 그것에 대한 하나의 포트와 관련된 적용 범위 영역으로부
터 포터블을 휴대할 때 포트로부터 포트까지의 성공적으로 간섭하지않는 개별 통화로 사용된다.  지역 중
앙국내에 위치되는 적당한 스위치(도시 안됨)는 통화자가 그것과 관련된 대응 국부 적용 범위 영역을 송
신할 때 포트로부터 포트까지의 통화를 제어가능하게 핸드오프 하도록 적절히 프로그램된다.  

사용자가 가정 또는 사무실의 영역에 있을 때, 또한 호환 포터블 핸드세트는 1920 내지 1930 ㎒사이의 비
인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동작할 것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런 스펙트럼내에서 업링크와 다운링크 
송신의 주파수 2 중화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시분할 2중화(TDD : time-division duplexing)는 업링크와 
다운링크 송신을 분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동작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업링크와 다운링크 
송신은 서로 다른 시간대내에 있는 대역내의 동일한 주파수 채널에서 발생한다.  서비스 공급자가 비인가 
스펙트럼내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다중 사용자는 이용 가능 
주파수와 시간대의 사용을 위해 동시에 경쟁할 것이다.  FCC는 동일한 스펙트럼이 사용될 수 있는 고정된 
마이크로파 시스템과의 간섭을 방지하고 어떤 포트/포터블이 동작하려는 시간/주파수 윈도우의 간섭을 측
정하기 위해 통신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소자에 의해 만족되어야 하는 접근 기준을 한정하는 공표 규칙을 
가진다.  이런 접근 기준은 본 발명의 부분이 아니므로 더 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가 및 비인가 모드 둘다에서 호환하는 포터블 핸드세트가 턴온될 때, 그것의 적당한 동작 절차는 접근
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역내의 적당한 포트를 위한 비인가 대역을 스캐닝하도록 될 것이다.  이것은 (a) 
통신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내의 비인가 대역에 포트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예를 들면, 핸드세트가 
소정 임계값보다 더 큰 전력으로 포트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b) 포터블이 포트에서의 허가 
권리 소유 여부를 결정한다(예를 들면, 포트와 포터블유니트가 적절히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
정하는)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포터블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인가 대역내의 포트 범위내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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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기 포터블은 자체를 등록할 수 있는 포트를 배치하도록 사용자의 서비스 공급자의 스팩트럼내의 비
인가 대역을 스캐닝할 것이다. 비인가 대역내에 등록될 때, 포터블은 포트를 통해 그것으로 향하는 호출
을 수신하거나 포트를 통해 호출을 배치할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포터블은 턴온될 때 인가 또는 비인
가 대역의 어디에서 동작하는지 항상 인식하고 그것이 FDD 또는 TDD 중 어디에 있게 되는지 인식한다.  
수반하는 설명에서, 포터블 핸드세트는 그것이 TDD 또는 FDD 모드 중 어디에 있는지의 여부를 인식한다고 
가정될 것이고,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상기 절차와 장치는 본 발명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
될 필요가 없다.  

도 1를 참조하면, 시스템(5)은 인가 대역에서 동작하는 4개 포트(30, 40, 50 및 70); 및 비인가 대역에서 
동작하는 3개 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포트(60, 80 및 90)를 포함한다.  포트(60)는 주택(63)내에 배치되
고 포트(80과 90)는 사무실 빌딩(95)의 서로 다른 층에 배치된다.  포터블(34와 36)은 포트(30)와 관련되
고; 포터블(42)은 포트(40)와 관련되고; 포터블(52, 54, 56 및 58)은 포트(50)과 관련되고; 포터블(72, 
74  및 76)은 포트(70)와 관련된다.  주택(63)내에서, 포터블(64)은 포트(60)와 관련되고; 사무실 빌딩
(95)내에서, 포터블(82와 84)은 포트(80)와 관련되며, 포터블(92와 94)은 포트(90)와 관련된다.  상기 포
트 자체는 무선 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국(10)내에 배치된 스위치에 접속된다.  
이런 접속은 전형적으로 예시적으로 포트(70과 50)를 위한 구리 디지털 라인(23과 27)을 통해, 또는 예시
적으로 포트(30과 40)를 위한 원격 전자 장치(20과 25)에 대한 중개 구리 디지털 라인(23과 27)을 통해 
발생한다.  상기 원격 전자 장치는 고정된 분배와 그것에 부가적으로 섬유 급전선(12와 14)상의 포트(30
과 40), 차례로 급전 중앙국(10)에 의해 제공되는 멀티플렉스 통화량을 위한 집중 설비를 포함한다.  포
트(60)는 POTS 라인(13)을 통해 중앙국(10)에 접속될 수 있고, 포트(80과 90)는 무선 포트 제어기(98)를 
통해 빌딩(95)내의 PBX(99)에 접속될 수 있고 그후에 구리 디지털 라인(17)에 걸쳐 중앙국(10)에 접속될 
수 있다.  무선 포트 제어기(98)는 비인가 대역에서의 무선 핸드오프와 채널 할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중앙국내에 배치된 스위치는 중계선(7)을 통해 무선 전화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인가 대역내에서, 포트(30, 40 및 50)는 300 ㎑의 상호 캐리어 간격을 가지고 직교 위상 시프트 키(QPS
K)를 사용하는 소정 캐리어 주파수상의 시분할 멀티플렉싱된(TDM) 비트 스트림을 송신한다.  상기 동일한 
TDM 채널은 용인할 수 있는 낮은 레벨까지 상호 채널 인터페이스를 감소하도록 충분히 멀리 배치되고 여
전히 유용한 스펙트럼을 유지하는 서로 다른 포트, 이를테면 포트(30과 70)에서 재사용된다.  그러나, 인
접한 포트는 개별 서비스 영역의 중첩의 적당한 정도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히 서로 가깝게 배치되어 호출 
핸드오프동안 발생하는 적용 범위의 손실이 없는 것을 보장한다.  더욱이, 각각의 포트는 그것의 관련된 
포터블에 그것의 TDM 송신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TDMA 버스트를 수신하기 위해 적당한 안테나, 이를테
면 안테나(31)를 사용한다.  소정의 캐리어 주파수가 사용된다면, 각각의 이런 안테나는 상당히 작고 유
틸리티 또는 광 전극 또는 사무실 빌딩에 마운팅하기에 적당하다.  

시스템(5)이 지역 구리 드롭과 전화 코드를 짧은 범위 저전력 무선 링크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동성 호출
자는 완전히 한계없는 접근을 가진다.  주택내에서 사용자(65)는 그가 지금 현재 이용가능 무선 전화를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베이스  유니트(60)를  통해  호출을  걸고  수신하기  위해  포터블(64)을  사용할  수 
있다.  그의 포트의 범위내에서 비인가 스펙트럼상의 통신 동안, 상기 사용자는 그가 유선 핸드세트로부
터 거는 것처럼 보이는 호출에만 요금이 지불될 수 있다.  상기 포트(60)와 핸드세트(64) 사이의 통신은 
각각의 송신 방향을 분리하도록 TDD를 사용하는 시분할된 방식의 디지털 버스트로 된다.  그러나, 사용자
(65)가 그의 주택을 떠날 때 그의 포터블 핸드세트는 가장 가까운 포트(31)에서 자동적으로 PACS 서비스 
공급자로 등록될 것이다.  그에게 걸린 또는 그에 의한 호출은 업링크와 다운링크 송신을 분리하도록 FDD 
모드의 시분할된 방식의 버스트로 된다.  사용자(65)가 그의 서비스 영역을 돌아다닐 때, 접근은 더 가깝
게 얻을 수 있는 동일 포트(31) 또는 다른 포트를 통해 유지될 것이다.  또한, 그의 신호 품질이 나빠지
도록 호출 동안 송신 조건이 변화하거나 그가 그의 오리지널 가정 포트의 범위밖에 이른다면, 그의 전진 
대화는 양호한 품질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포트에 번갈아 잡아당겨질 것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사무실 빌딩(95)내의 사용자(85)는 TDD 모드의 그녀의 층상의 포트(80)와 관련된다.  그 
층 아래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녀의 핸드세트는 포트(90)와 관련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포터블 핸
드세트를  가지고  빌딩을  이동할  수  있어  전진  대화와  인입  호출을  위한  유효성을  가진  지속성을 
유지한다.  그녀가 빌딩을 떠나서 그의 서비스 영역을 이동해야 할 때, 동일한 핸드세트는 어떤 포트(30, 
40 및 50)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인가 스펙트럼내의 외부 환경에서, 포터블 사용자 중 한명이 전화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할 때, 그 사람
의 포터블은 채널을 선택하고 접근 프로토클을 시작해야 한다.  채널의 선택(예를 들면, 통신하는 포트)
은 한가한 시간대를 가지는 '양호한' 포트의 결정을 요구한다.  '양호한' 포트는 최상 신호 대 손상(SIR 
: signal to impairment)비 또는 다른 품질 측정을 가지는 포터블에 의해 결정된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상기 포터블에 가장 가까운 포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 1에서 포터블(74)은 가장 적당한 접
근 포트(7)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리학적이고 기상학적 조건은 송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포트는 포터블이 접근하도록 하는 '양호한' 포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도 1에
서 상기 포터블(74)을 위한 '양호한' 포트는 가장 가까운 포트(70)가 될 수 없지만, 오히려 포트(40) 또
는 포트(50)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양호한' 포트는 소용될 수 없다.  도 1에 도시된 시스템이 각각
의 포트와 관련한 제한된 수의 포터블만 도시하였더라도, 더 많은 포터블이 특히 높은 통화 영역에서 포
트를 통해 통신할 수 있고, 그 결과 채널상의 모든 빈 시간대를 채운다. 그러므로, 신호 품질에 대해 상
기 '양호한' 포트는 '양호한 이용가능 포트가 될 수 없다.  전술된 미국 특허 제5,226,045호는 '양호한' 
이용가능 포트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고성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비인가 또는 
인가 대역내의 PACS는 극히 작은 변화를 제공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이것은 신호 대 잡음 비가 가장 
높은 복수의 신호 경로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호 대 잡음비의 10 ㏈ 개선은 2 ㎓ 캐리
어 신호에 대해 약 3인치가 되는 적어도 λ/2 만큼 분리되는 2개 안테나를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수
신기(204)가 항상 다중 포터블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동시에 측정과 신호 검출 처리를 수행해야하기 때
문에, 그것은 중복 수신기(도시 안됨)를 포함하고, 각각은 분리 안테나(205와 206)와 관련된다.  각각의 
포터블로부터 각각의 업링크 버스트를 위하여, 상기 최상 신호 대 잡음 비를 가지는 것이 선택된다.  

FDD 모드에서, 상기 업링크와 다운링크 주파수는 서로 다르다.  상기 인자가 신호 패딩과 같은 신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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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업링크 주파수로 포트에서 형성되는 측정에 기초한 변화는 다운링크 주파수
로 포터블에 대한 '양호한' 경로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FDD 모드에서 포터블(201)은 하나의 
미리선택된 안테나(205)로부터 신호 경로(207)상의 안테나(203)에 수신된 신호 또는 동일한 미리 선택된 
포트 안테나로부터 신호 포트(208)상의 안테나(202)상에 수신된 신호가 최상 신호 대 잡음비를 산출하는
지의 여부를 각각의 수신된 버스트에 대해 결정하는 변화 측정을 형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 기
술될 때 시간은 둘다의 안테나(203과 204)상의 수신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FDD 모드의 각각의 프레임내
에 할당된다.  

상기 TDD 모드에서, 업링크와 다운링크 송신은 동일 주파수상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 측정은 업링
크 수행에 기초된 포트에서 형성될 수 있고, 하나의 안테나만이 상기 포터블에 사용되고, 그결과 다중 측
정에 요구되는 업링크 프레임당 시간을 제거한다.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TDD 모드에서 2개 수
신기(도시 안됨)를 가진 포트(204)는 포터블(201)로부터의 업링크 수용이 안테나(205)에 대한 경로(211) 
또는 안테나(206)에 대한 경로(212)에서 더 양호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포트(204)로부터 포터블(201)까
지의 다운링크 경로가 동일한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링크 결정은 또한 수행 인자, 이를테면 다운
링크상의 패딩의 반영이다.  포트(204)로부터 포터블(201)까지의 다음 버스트는 '양호한' 업링크 신호가 
수신되는  경로(213 또는 214) 상의 안테나(205 또는 206)로부터 각각 송신된다.  따라서, TDD 모드에서 
시간은 변화 측정을 위한 각각의 업링크 프레임의 포터블에 의해 할당될 필요는 없다.  

이전에 기술된 바와 같이, FDD 모드내의 FDD/TDD 호환 포터블 핸드세트는 상한 인가 대역의 하나의 업링
크 주파수에서 RF 신호를 송신하고 18 ㎒ 이하의 업링크 주파수가 되는 하한 인가 대역의 대응하는 다운
링크 주파수에서 RF 신호를 수신한다.  TDD 모드에서, 상기 핸드세트는 비인가 대역의 동일 주파수에서 
RF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한다.  둘다의 모드 동작에서 회로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비용과 복잡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기 포터블은 FDD 모드에서 송신 업링크와 수신 다운링크 상의 빠른 스위칭 주파수를 요구
하지 않지만 일반적 단일 위상 록크 루프(PLL : phase locked loop) 합성기의 범위내에 있는 상당히 느슨
한 스위칭 요구를 가지는 단일 주파수 합성기를 통합한다. 주파수의 스위칭에 소용되는 포터블의 업링크 
프레임내의 시간이 수행되어야 할 변화와 핸드오프 측정에 기인하여 제한되기 때문에, 빠른 스위칭 합성
기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버스트의 송신과 수신 사이의 주파수를 스위칭하는데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빠른 스위칭 합성기는 포터블의 비용에 상당히 부담되고 저가 디자인 목표를 무효로 한다.  

버스트의 송신과 수신사이의 FDD 모드에서 포터블내의 합성기의 주파수에 대한 빠른 스위칭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포터블은 서로 다른 IF 주파수에서 동작하도록 디자인된 송신기와 수신기 회로를 통합하고,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응하는 업링크와 다운링크 RF 신호사이의 80 ㎒ 차이만큼 분리되어야 한다.  상
기 포터블의 프런트 엔드(front end) 장치(300)는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입력(307) 상의 제어 신호에 
의한 주파수로 제어되는 합성기(301)는 주파수(fLO)를 가지는 신호를 출력한다.  송신 체인(308)에서, 상

기 IF 회로(도시안됨)가 가짜 신호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310)에 의해 필터링될 때 주파수(fT,IF)의 

요구된 IF 신호가 되는 신호를 생성한다.  이런 IF 신호는 믹서(302)에 의해 주파수(fLO)의 합성기 신호와 

믹싱되고 벗어난 대역 성분을 제거하도록 필터(303)에 의해 필터링될 때 식 1의 주파수에서 포트에 대해 
송신된 업링크가 될 RF 신호를 생성한다.  

[식 1]

fT = ｜fLO - fT,IF｜. 

수신 체인(309)에서, 필터(311)는 다운링크 대역을 벗어나는 신호 성분을 필터링한다.  다음에 주파수(f

R)의 얻어진 다운링크 RF 신호는 합성기 주파수(fLO)와 믹싱된다.  상기 얻어진 신호는 식 2의 주파수의 

수신기에서의 성분만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필터(305)에 의해 필터링된다.  

[식 2]

fR,IF = ｜fLO - fR｜. 

이것은 식 3을 의미한다.  

[식 3]

fR - fT = ｜fR,IF - fT,IF｜. 

대응하는 업링크와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 사이의 차이(fR - fT)가 80 ㎒와 같기 때문에, 포터블 송신 및 

수신 체인을 위한 IF  주파수 사이의 차이는 동일한 80 ㎒와 같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수신 체인내의 
회로가 70 ㎒의 IF 신호로 동작하도록 디자인된다면 송신 체인내의 회로는 150 ㎒의 IF 신호에서 동작하
도록 디자인된다.  상기 포터블이 1955 ㎒의 다운링크 신호와 1875 ㎒의 대응 업링크 신호를 가지는 포트
와 통신한다면 합성기(301)의 주파수(fLO)는 2025 ㎒로 튜닝될 것이다.  이런 주파수는 송신 IF 주파수와 

믹싱될 때 150 ㎒의 fT,IF는 1875 ㎒의 요구된 업링크 주파수를 산출하고, 1955 ㎒의 수신된 다운링크 주파

수(fR)과 믹싱될 때 70 ㎒의 수신 체인 IF 주파수(fR)를 산출한다.  그러므로, 합성기(301)는 각각의 프레

임내의 관련된 포터블로 포터블로부터 버스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해 주파수를 스위칭할 필요가 없다.  

도 4는 인가 스펙트럼에서의 FDD  동작을 위한 포트와 하나의 포터블에 대한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다.  
2.5 ms의 각각의 송신 포트 프레임은 상기 포트가 모든 포터블에 대해 페이징과 다른 구성을 제공하는 시
스템 방송 채널로서 보류되는 하나의 시간대(TS5)로 7개 포터블까지 시분할 원리로 송신되도록 하는 TS0 
내지 TS7로 번호가 매겨진 8개 시간대을 가진다.  유사하게, 관련된 포트 링크 프레임상에서, 상기 포트
는 그것이 비상 호출 접근을 위해 보류된 TS5와 통신하는 7개 포터블로부터 버스트를 수신한다.  상기 포
트와 포터블 프레임내의 각각의 시간대는 80 비트 세그먼트가 포터블과 포트 사이의 송신된 버스트익 15 
비트가 에러 검출 비트가 되는 120 비트이다.  TS2에서의 포터블 통신을 위한 대응 프레임 구조는 그것의 
안테나상의 변화 측정을 형성하고 최상의 측정된 신호 대 잡음비 또는 다른 신호 품질의 측정을 가지는 

16-6

1019970704438



안테나상에 수신되는 포터블을 도시한다.  다음에 상기 포터블은 상기 합성기가 주파수의 스위칭을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업링크로부터 포트로의 송신을 준비한다.  송신후, 상기 합성기는 핸드오프 목적
을 위해 다른 포트로부터 자동 링크 송신(ALT : automatic link transfer) 신호 측정을 형성하도록 그것
의 주파수를 스위칭한다.  기술된 바와 같이, 일반적 합성기가 주파수를 스위칭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대
략 하나의 시간대이다.  상기 ALT 측정후 상기 합성기는 그것이 통신하는 상기 포트로부터 다음 버스트를 
수신하기 위해 그것의 주파수를 다시 그것의 오리지널 주파수까지 스위칭한다.  순차적 프레임에서, ALT 
측정은 필요하다면 포트에 대한 핸드오프가 형성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포트 주파수의 각각
에서 주기적으로 형성된다.  

기술될 수 있는 바와 같이, 포터블의 능력을 제한하지않고 상기 합성기의 부가적 주파수 스위칭이 수행에 
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및 핸드오프 측정을 허용할 수 있는 포터블의 프레임 구조내의 시간은 
없다.  그러므로 전술된 프런트 엔드 장치는 업링크와 다운링크 버스트 사이의 합성기 주파수의 스위칭 
요구없이 버스트가 수신되고 송신되도록 한다.  

회로 효율을 최대화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기 호환 핸드세트는 FDD와 TDD 모드에 대해 동일한 
수신기와 송신기 회로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TDD 동작을 위해, 상기 송신 및 수신 IF 주파수는 FDD 모드
의 업링크와 다운링크 신호 사이의 80㎒ 차이만큼 분리된다.  그러므로, 송신 및 수신 RF 캐리어 신호가 
동일한 TDD 동작동안, 상기 합성기는 TDD 동작을 위해 기대될 수 있는 것에 반대되는 버스트의 송신 및 
수신 사이의 각각의 프레임내의 주파수를 스위칭하여야 한다.  이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변화 측정은 
TDD 모드의 비인가 대역에서의 동작을 위해 포터블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FDD 모드의 프레임 지속과 같
은 지속을 가지는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여, 각각의 TDD 프레임은 합성기 주파수를 스위칭하기 위한 충분
한 시간을 가진다.  그러므로, 상기 TDD 모드의 포터블이 동일 주파수 상에서 송신되고 수신되더라도, 도 
3의 합성기(301)는 동일 캐리어 주파수로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해 버스트의 송신 및 수신 사이의 주파수
를 스위칭한다.  상기 실시예에 계속하여, 1925 ㎒의 캐리어 주파수로 비인가 대역에서 송신하고 수신한
다면, 합성기(301)는 150 ㎒의 송신기 IF 신호로 1925 ㎒의 버스트를 송신하기 위해 2075 ㎒로 튜닝될 것
이고, 70 ㎒의 수신기 IF로 다운컨버팅될 수 있는 동일한 1925 ㎒ 주파수에서 버스트를 수신하기 위해 
1995 ㎒로 복귀하여야 한다.  

도 5는 TDD 모드내의 비인가 스펙트럼에서의 동작을 위한 포트와 포터블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2.5 ms 
프레임 구조는 FDD 모드에 사용되는 그것과 공통이고 인가 FDD 모두에서와 같이 TS0 내지 TS7로 번호가 
매겨진 8개 시간대를 포함한다.  8개 시간대의 포트 프레임은 4개 시간 이중화 채널을 지지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시간대(TS6과 TS7)에서 상기 포트는 순차적으로 포터블(1과 1)로부터 한쌍의 버스트를 수신하
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시간대(TS0와 TS1)의 2개 동일한 포터블에 2개 버스트를 송신한다.  시간대(TS1과 
TS3)에서, 버스트는 포터블(2와 3)으로부터 수신되고 시간대(TS4와 TS5)에서 버스트는 포터블(2와 3)로 
송신된다.  또한 포터블(0)을 위한 대응 프레임 구조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인가 모드에서와 같이, 
상기 포트와 포터블 프레임 구조의 각각의 시간대는 120 비트가 되는데, 이들중 80 비트 세그먼트는 포터
블과 포트 사이의 송신된 버스트이고 15 비트는 에러 검출 비트가 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제 1 시간대
에서 상기 포터블은 포트의 시간대(TS6)에 수신되는 버스트를 송신한다.  그러므로, 주파수 합성기(301)
는 포트와 포터블 사이에 통신이 확립되었을 때 포터블 송신 회로로부터 상기 RF 캐리어까지 관련된 IF를 
업카운트하기 위해 튜닝된다.  제 2 시간대의 시간대의 주기내에서, 합성기(301)는 포터블의 수신 회로와 
관련된 IF로 동일 RF 캐리어를 다운 카운트하도록 그것의 주파수를 스위칭한다.  다음에 상기 포트의 시
간대(TS0)로 송신된 버스트는 포터블의 제 3 시간대내에 수신될 준비를 한다.  나머지 포터블 프레임 시
간 동안 상기 합성기는 다른 캐리어 주파수에서 ALT 측정을 형성하도록 다시 주파수를 스위칭하고, 측정
을 수행하며, 그것의 다음 프레임내의 포트까지 다음 버스트를 송신하기 위해 다시 합성기의 주파수를 스
위칭한다.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변화 측정이 TDD 모드의 포터블에서 수행될 필요가없고 포트에서 수
행되기 때문에, 상기 포터블은 상기 프레임내의 버스트의 송신 및 수신사이에 합성기 주파수를 스위칭하
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  

도 6은 비인가 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TDD 모드와 인가 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FDD 모드에서의 동작에 
대해 호환할 수 있는 포터블 핸드세트(600)의 개략적 블록도이다.  핸드세트(600)는 이미 기술된 프런트 
엔드 회로(300)를 통합한다.  프런트 엔드 회로(300)의 성분에 대한 번호 참조는 도 3에 사용된 것과 동
일하다.  마이크로 제어기(602)는 핸드세트(600)내의 개별 회로 엘리먼트의 스케줄과 기능을 제어한다.  
이미 기술된 스캐닝 절차에 기초하여, 핸드세트 턴온에서 마이크로 제어기(602)는 TDD 또는 FDD 모드에서 
동작하는지의 여부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핸드세트가 TDD 또는 FDD 모드 중 어디에 있는가가 결
정되고 타이밍이 얻어질 때 마이크로 제어기(602)는 버스트의 송신 및 수신과 ALT 측정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도 4와 5에 도시된 포터블 프레임 구조에 따라 각각의 프레임내의 적당한 시간에 합성기
(301)의 주파수의 스위칭 또는 비스위칭을 제어한다.  둘다의 모드를 위한 프레임 구조가 유사하게 프레
임당 시간대, 시간대당 비트, 버스트당 비트 및 공통 에러 검출 코드의 공통 번호를 가지고 포맷되기 때
문에, 상기 기저대 코딩 및 디코딩 회로는 본질적으로 상기 핸드세트가 FDD 또는 TDD 모드에서 동작하지
의 여부를 확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동작의 검출된 모드에 의존하여 자동적으로 로딩되는 TDD와 FDD 프
로그램을 마이크로 제어기(602)내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송신 및 수신 처리 기능은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사용자는  상기  마이크로  제어기(602)에  접속되는  키-패드/디스플레이(603)를  통해  호출을  시작할  수 
있다.  호출은 본 발명의 범위가 아니고 기술되지 않은 셋업 절차에 의해 확립된다.  확립될 때, 사용자
의 통화는 마이크로폰(604)에 입력되고 얻어진 아날로그 통화 신호는 통화 엔코더(605)에 의해 엔코딩되
어 버퍼(606)내에 저장된다.  채널 엔코더와 멀티플렉서(607)는 마이크로 제어기(602)로부터의 타이밍 신
호에 응답하여 적당한 시간에 업링크 프레임내의 산입을 위해 고정된 길이 버스트로 코딩된 통화 신호와 
관련된 시그널링 정보를 출력한다.  상기 TDD와 FDD 모드를 위해 포터블 프레임 구조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버스트가 포트에 송신되는 프레임내의 시간은 포터블 핸드세트가 동작하는 모드에 의존한다.  마이
크로 제어기(602)가 핸드세트가 동작하는 모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버스트의 송신에 대한 
타이밍을 제어한다.  

얻어진 출력 버스트는 기저대 신호를 생성하도록 변조기(608)에 의해 변조된다.  상기 기저대 신호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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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발진기(610)의 고정된 주파수 출력 신호를 사용하여 송신 체인의 IF 주파수로 업카운트된다.  상기 프
런트 엔드 회로(300)는 포터블이 확립된 통화를 가지는 포트와 관련된 업링크 주파수에서 상기 IF 주파수 
신호를 RF 캐리어 업링크 신호로 업카운트한다.  다음에 이런 RF 신호는 전력 증폭기(611)에 의한 송신을 
위해 증폭된다.  송신 및 수신을 위해 마이크로 제어기(602)에 의해 제어되는 스위치(612)는 마이크로 제
어기(602)에 의해 제어되는 스위치(615)를 통해 안테나(612 또는 614)에 증폭된 RF 신호를 제공한다.  기
술된 바와 같이, TDD 모드에서 하나의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둘다에 사용된다.  그러나, FDD 모드에서 
송신이 형성되는 포터블과 안테나에서 수행되는 변화는 각각의 안테나를 통해 형성되는 다운링크 신호 품
질 측정의 비교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FDD 모드에서 각각의 버스트에 대해 스위치(615)는 마
이크로 제어기(602)에 의해 동일한 프레임에서 '양호한' 신호가 측정되는 특별한 안테나에 접속된다.  

상기 핸드세트(600)의 수신 채널은 수신된 RF 신호를 IF 신호로 다운 카운트하기 위한 프런트 엔드 회로, 
IF 신호를 기저대로 다운카운트하기 위한 회로 및 각각의 수신된 프레임내의 각각의 버스트를 복조하고 
디코딩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상기 수신 체인은 대역에 걸쳐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기 위
한 저잡음 증폭기(627), 및 상기 수신된 다운링크 신호를 핸드세트 회로가 동작하는 소정의 고정된 IF로 
다운 카운트하는 이미 기술된 프런트 엔드 회로(300)를 포함한다.  다음에 믹서(612)는 기저대 신호를 도
출하기 위해 상기 IF 신호를 수정 발진기(620)의 출력에서 고정된 주파수 신호와 조합한다.  상기 기저대 
신호는 각각의 버스트를 위해 송신된 에러 검출 비트를 포함하여 상기 프레임내의 모든 비트를 포함하는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해 복조기(622)에 의해 복조된다.  또한 복조기(622)는 각각의 수신된 비트를 
특징화하는 품질 측정(QM : quality measure))과 수신된 신호 세기 표시기 측정(RSSI :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을 출력한다.  이미 언급된 미국 특허 제5,333,175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QM
은 신호 대 손상비의 표시기이고 각각의 수신된 버스트상에서 측정되는 수신된 신호 샘플과 기대된 무잡
음 샘플 사이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미 언급된 미국 특허 제5,333,175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심볼 타이밍은 16-시간으로부터 오버샘플링된 수신 신호, 수신된 버스트 샘플의 확장되
고 쇠약해진 차동 위상각의 X와 Y 성분의 가장 큰 벡터 합계를 생성하는 특별한 타이밍 순간의 조사에 의
해 수행된다.  이런 최대 벡터 합계는 직접 신호 대 손상비에 관련되고 수신된 버스트의 품질 측정(QM)으
로서 소용된다.  RSSI는 신호 전력과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버스트상에 수신된 전력을 적분함으로써 얻
어진다.  

품질 측정(QM과 RSSI)은 처리를 위해 마이크로 제어기(602)에 공급된다.  상기 복조된 비트 스트림은 디
코더와 디멀티플렉서(623)에 공급된다.  디코더와 디멀티플렉서(623)는 버스트를 검출하고, 상기 버스트
로부터 송신된 통화 비트를 디코딩하며, 상기 버스트내의 관련된 신호를 분리한다.  상기 프레임의 버스
트 부분내의 통화 신호와 관련된 이런 비트만이 버퍼(624)에 입력된다.  에러가 송신중 검출되면, 또한 
디코더(623)는 마이크로 제어기(602)에 워드 에러 표시기(WEI : word error indicator)를 공급한다.  고
정된 수의 통화 비트는 각각의 수신된 버스트로부터 버퍼(624)에 입력된다.  이런 비트는 버퍼(624)에 의
해 일정한 속도로 포터블 핸드세트의 스피커(626)에 출력되는 코딩된 통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
팅하는 통화 디코더(205)에 연속적으로 출력된다.  

도 4와 도 6를 참조하면, FDD 모드의 각각의 프레임에서 스위치(612)는 수신하도록 접속되고 스위치(61
5)는 순차적으로 안테나(613과 614)상에서 수신하도록 접속된다.  제 1 시간대 동안, 상기 수신 체인 회
로는 확립된 통화를 가지기 이전에 상기 포터블로부터 다른 포터블로 유도된 다운링크 신호에 따른다.  
상기 결정된 QM, RSSI 및 WEI 측정으로부터 둘다의 안테나 측정 주기 동안 신호를 수신할 안테나가 결정
된다.  제 3 시간대에서, 스위치(615)는 '양호한' 안테나에 접속되고 시간대(TS2)에서 포트에 의해 송신
된 상기 버스트는 마이크로 제어기(602)에 의해 저장된 버스트를 위해 상기 수신 체인 회로와 품질 측정
(QM, RSSI 및 WEI)에 의해 수신되고 디코딩된다.  다음 시간대에서, 스위치(612)는 그것의 송신측에 접속
하고 버스트는 바로 결정된 '양호한' 안테나상의 송신 체인 회로에 의해 송신된다.  상기 프런트 회로
(300)가 바로 수신된 다운링크 주파수에 대응하는 업링크 주파수로 RF 신호의 송신을 준비하기 때문에, 
합성기(301)는 버스트의 송신 및 수신 사이의 주파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버스트의 송신후 
핸드오프의 목적을 위해 다른 포트로부터의 측정을 형성하기 위해 합성기(301)의 주파수가 스위칭되고 다
른 포트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RSSI와 QM 측정이 결정되어 마이크로 제어기(602)내에 저장된다.  각각의 
연속적 프레임 중 하나를 형성하는 다수의 ALT 측정을 형성한후, 다른 포트에대한 핸드오프는 통신 다운
링크 신호로부터 측정된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진 각각의 ALT 측정동안 결정된 RSSI와 QM 측정을 비교함으
로써 형성될 수 있다.  각각의 프레임에서, ALT 측정후 합성기(301)는 다음 프레임을 위한 준비의 주파수
로 스위칭된다.  

도 5와 도 6를 참조하면, 상기 TDD 모드에서 포터블에서의 변화 측정은 형성될 필요가 없고 스위치(615)
는 안테나(613 또는 614)에 접속된다.  상기 프레임을 사용하여, 스위치(612)는 우선 업링크 주파수로 버
스트를 송신하기 위해 접속된다.  다음에 합성기(301)는 품질 측정(QM, RSSI 및 WEI)이 결정되는 동일한 
주파수로 버스트를 수신하기 위해 스위칭된다.  버스트의 수신후, 합성기(302)의 주파수는 다른 포트로부
터 ALT 측정을 형성하기 위해 스위칭된다.  상기 FDD 모드에서와 같이, 프레임의 번호를 매긴후 다른 포
트에 대한 핸드오프는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각각의 ALT 측정후, 합성기(301)의 주파수는 
다시 다음 프레임의 준비를 위해 스위칭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양호한 일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이 설명되었지만,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 한정
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사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고정된 포트와 다수의 이동 포터블 핸드세트를 가지는 TDM/TDMA 디지털 전화 시스템에서, 상기 각
각의 포트는 하나의 다수의 다운링크 주파수에서 적어도 하나의 포터블 핸드세트로 다운링크 버스트 신호
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기와 적어도 하나의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로부터 적어도 다수의 관련된 업링크 주
파수로 업링크 버스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를 가지고, 상기 다수의 포트 중 다소는 다운링크 주파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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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링크 주파수가 서로 다른 소정 주파수 대역에 있고 관련된 업링크 주파수가 소정 주파수 차이에 의해 
분리되는 인가 주파수 스펙트럼내의 주파수 분할 이중방식(FDD) 모드에서 동작하고, 다른 상기 포트는 다
운링크 주파수와 그것의 관련된 업링크 주파수가 동일하고 다운링크 버스트와 업링크 버스트가 서로 다른 
시간대의 프레임에서 수신되고 송신되는 비인가 주파수 스펙트럼내의 시분할 2중화(TDD) 모드에서 동작하
고, 인가 주파수 스펙트럼의 상기 FDD 모드에서 동작하는 상기 포트와 통신하기 위한 상기 FDD 모드에서
의 동작과 비인가 주파수 스펙트럼의 상기 TDD 모드에서 동작하는 상기 포트와 통신하기 위한 상기 TDD 
모드에서의 동작에 대해 호환할 수 있는 포터블 핸드세트에 있어서,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 주파수에서 합성기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주파수 합성기 수단; 

상기 합성기 신호와 제 1 소정 중간 주파수(IF)를 믹싱함으로써 제 1 소정 중간 주파수에 대해 수신된 다
운링크 버스트 신호의 다운링크 주파수를 다운 컨버팅하기 위한 다운 컨버팅 수단; 

기저대 신호에 대한 상기 제 1 소정 IF로 상기 다운 컨버팅된 다운링크 버스트 신호를 컨버팅하기 위한 
수단, 상기 기저대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복조된 기저대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하는 수신기 회로 수단; 

송신될 신호를 엔코딩하기 위한 수단, 송신될 상기 엔코딩된 신호를 기저대 신호로 복조하기 위한 수단 
및 송신될 상기 기저대 신호를 제 2 소정 IF를 가지는 신호로 컨버팅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송신기 
회로 수단을 포함하는데, 상기 제 1 소정 IF와 상기 제 2 소정 IF 사이의 주파수 차이는 상기 소정 주파
수 차이와 동일하고; 

상기 합성기 신호와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를 믹싱함으로써 송신될 상기 신호의 상기 제 2 소정 IF를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와 관련된 업링크 주파수로 업 컨버팅하기 위한 업 컨버팅 수단; 및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FDD 또는 TDD 모드에서 동작하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합성기는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FDD 모드에 있을 때 상기 소정 주파
수 차이에서 상기 업링크와 다운링크 주파수사이의 주파수로 상기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를 상기 제 1 소정 IF로 다운컨버팅하고 상기 제 2 소정 IF를 상기 업링크 주파수로 업컨버팅하도
록 동일 주파수의 제어 신호에 의해 유지되고, 상기 제어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합성기는 상기 포터
블 핸드세트가 상기 TDD 모드에 있을 때 상기 업링크와 다운링크 주파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각
의 프레임내의 서로다른 시간대 사이에서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를 상기 제 1 소정 IF로 다운컨버팅하고 
상기 제 2 소정 IF를 상기 업링크 주파수로 업컨버팅하는 사이의 주파수로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호환 포터블 핸드세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 스펙트럼은 업링크 송신을 위한 1850 내지 1910 ㎒ 사이의 대역과 다운링크 
송신을 위한 1930 내지 1990 ㎒ 사이의 대역을 포함하며, 상기 비인가 스펙트럼은 1910 ㎒ 내지 1930 ㎒ 
사이의 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환 포터블 핸드세트.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주파수 차이는 8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환 포터블 핸드세트.  

청구항 4 

다수의 고정된 포트와 다수의 이동 포터블 핸드세트를 가지는 TDM/TDMA 디지털 전화 시스템에서, 상기 각
각의 포트는 하나의 다수의 다운링크 주파수에서 적어도 하나의 포터블 핸드세트로 다운링크 버스트 신호
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기와 적어도 하나의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로부터 적어도 다수의 관련된 업링크 주
파수로 업링크 버스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를 가지고, 상기 다수의 포트 중 다소는 다운링크 주파수와 
업링크 주파수가 서로 다른 소정 주파수 대역에 있고 관련된 업링크 주파수가 소정 주파수 차이에 의해 
분리되는 인가 주파수 스펙트럼내의 주파수 분할 이중방식(FDD) 모드에서 동작하고, 다른 상기 포트는 다
운링크 주파수와 그것의 관련된 업링크 주파수가 동일하고 다운링크 버스트와 업링크 버스트가 서로 다른 
시간대의 프레임에서 수신되고 송신되는 비인가 주파수 스펙트럼내의 시분할 2중화(TDD) 모드에서 동작하
고, 인가 주파수 스펙트럼의 상기 FDD 모드에서 동작하는 상기 포트와 통신하기 위한 상기 FDD 모드에서
의 동작과 비인가 주파수 스펙트럼의 상기 TDD 모드에서 동작하는 상기 포트와 통신하기 위한 상기 TDD 
모드에서 포터블 핸드세트를 호환가능하게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 주파수에서 합성기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수신된 다운링크 버스트 신호의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를 상기 합성기 신호와 믹싱함으로써 제 1 소정 중
간 주파수(IF)로 다운컨버팅하는 단계; 

상기 제 1 소정 IF에서 상기 다운컨버팅된 다운링크 버스트 신호를 기저대 신호로 컨버팅하고, 상기 기저
대 신호를 복조하며, 상기 복조된 기저대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 

송신될 신호를 엔코딩하고, 송신될 상기 엔코딩 신호를 기저대 신호에 대해 복조하며, 상기 기저대 신호
를 소정 제 2 소정 IF를 가지는 신호로 컨버팅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소정 IF와 상기 제 2 소
정 IF 사이의 주파수 차이는 상기 소정 주파수 차이와 같고; 

송신될 상기 신호의 상기 제 2 소정 IF를 상기 합성기와 믹싱함으로써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와 관련된 업
링크 주파수로 업컨버팅하는 단계; 및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FDD 또는 TDD 모드 중 어디에서 동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신호는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FDD 모드에서 동작할 때 상기 
소정 주파수 차이에서 상기 업링크와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 사이의 주파수로 상기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를 상기 제 1 소정 주파수로 다운컨버팅하고 상기 제 2 소정 주파수를 상기 업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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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로 업컨버팅하도록 동일 주파수에서 상기 합성기의 주파수를 유지하며,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
기 TDD 모드에 있을 때 상기 업링크와 다운링크 주파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각각의 프레임에서 상기 
서로다른 시간대사이에 상기 다운링크 주파수를 상기 제 1 소정 IF로 다운컨버팅하고 상기 제 2 소정 IF 
신호를 상기 업링크 주파수로 업컨버팅하는 사이의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합성기 신호의 주파
수를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 스펙트럼은 상기 인가 스펙트럼은 업링크 송신을 위한 1850 내지 1910 ㎒ 사
이의 대역과 다운링크 송신을 위한 1930 내지 1990 ㎒ 사이의 대역을 포함하며, 상기 비인가 스펙트럼은 
1910 ㎒ 내지 1930 ㎒ 사이의 대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주파수 차이는 8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주파수 분할 이중방식(FDD) 모드에서 조정 주파수 차이에 의해 분리되는 업링크와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
수상에서 각각  업링크  신호를  송신하고 다운링크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며,  또는  시분할 이중방식
(TDD)에서 동일한 업링크와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의 서로다른 시간대상에서 업링크 신호를 송신하고 다
운링크 신호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는 TDM/TDMA 디지털 전화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핸드세트에 있어서, 

관련된 제 1 소정 중간 주파수(IF)를 가지는 송신기;

상기 소정 주파수 차이에 의해 분리되는 제 2 소정 IF를 가지는 수신기; 

조정가능 주파수를 가지는 합성기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주파수 합성기 수단; 

상기 제 1 소정 IF를 상기 합성기 신호와 믹싱함으로써 상기 업링크 캐리어 주파수로 업카운팅하기 위한 
수단; 

상기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를 상기 합성기 신호와 믹싱함으로써 상기 제 2 소정 IF로 다운카운팅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FDD 모드에 있을 때 상기 업링크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다운링크 신호를 수
신하기 위해 동일한 주파수로 상기 합성기 신호를 유지하며,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TDD 모드에 있
을 때 상기 업링크 신호의 송신과 상기 다운링크 신호의 수신 사이에 상기 합성기 신호의 주파수를 스위
칭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세트.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세트가 TDD 또는 FDD 모드 중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세트.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FDD 모드에 있을 때 그것의 업링크 캐리어 주파수는 1850 
내지 1910㎒사이의 주파수 대역에 있고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는 1930 내지 1990㎒ 사이의 주파수에 있
으며,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TDD 모드에 있을 때 그것의 업링크와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는 1910 
내지 1930㎒사이의 주파수 대역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세트.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주파수 차이는 8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세트.  

청구항 11 

TDM/TDMA 디지털 전화 시스템에서, 포터블 핸드세트가 소정 주파수 차이에 의해 분리되는 업링크와 다운
링크 캐리어 주파수상에서 업링크 신호를 송신하고 다운링크 신호를 수신하는 주파수 분할 2중화(FDD) 모
드, 또는 동일한 업링크와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업링크 신호를 송신하고 다운
링크  신호를  수신하는  시분할  이중방식(TDD)  모드에서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조절가능 주파수를 가지는 합성기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다운링크 신호의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를 상기 합성기 신호와 믹싱함으로써 제 1 소정 중간 주파
수(IF)로 다운컨버팅하는 단계; 

제 2 소정 IF를 상기 합성기 신호와 믹싱함으로써 상기 업링크 신호를 송신하도록 상기 업링크 캐리어 주
파수로 업카운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 1 및 제 2 소정 IF는 상기 소정 주파수 차이에 의해 분
리되며; 및

상기 포터블 핸드세크가 상기 FDD 모드에 있을 때 상기 업링크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다운링크 신호를 수
신하도록 상기 동일 주파수로 상기 합성기 신호를 유지하고,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TDD 모드에 있
을 때 상기 업링크 신호의 송신과 상기 다운링크 신호의 수신 사이에 상기 합성기 신호의 주파수를 스위
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터블 핸드세트를 동작시키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TDD 또는 FDD 모드 중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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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터블 핸드세트를 동작시키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포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FDD 모드에 있을 때 상기 업링크 캐리어 주파수는 1850 내지 1910㎒사이의 
주파수 대역에 있고 상기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는 1930 내지 1990㎒ 사이의 주파수에 있으며, 상기 포
터블 핸드세트가 상기 TDD 모드에 있을 때 상기 업링크와 다운링크 캐리어 주파수는 1910 내지 1930㎒사
이의 주파수 대역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터블 핸드세트를 동작시키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주파수 차이는 8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터블 핸드세트를 동작시키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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